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2(2):� 87~97,� 2016.� 12.�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ISSN 2465-8146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2권 제2호(2016년 12월)� � 87

부산광역시 구덕야영장 주변의 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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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basic data for conservation of ecosystem and improvement of forest recrea-

tion by surveying and analysing the flora distributed in Gudeok campsite,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lora were summarized, numbering 198 taxa including 72 families, 155 genera, 175 species, 18

varieties and 5 forms, and the landscape planting species were 31 taxa. The rare plants were 3 taxa including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Chloranthus fortunei and Prunus yedoensis. The Korean endemic plants were 4 taxa including

Salix pseudolasiogyne, Lespedeza maritima, Weigela subsessilis and Aster koraiensis. The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were 15 taxa including 7 taxa of grade Ⅰ, 1 taxa of grade Ⅱ, 3 taxa of grade Ⅲ, 3 taxa of grade Ⅳ and 1

taxa of grade Ⅴ. The naturalized plants were 22 taxa including Rumex crispus, Phytolacca americana, Chenopodium fi-

cifolium, Veronica arvensis, Veronica persica, Taraxacum officinale, Festuca arundinacea and so forth. The invasive

alien plants were Ambrosia artemisiifolia and Lactuca scariola.

Key Words: Vascular Plant, Rare Plant, Korean Endemic Plant, Naturalized Plant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구덕야영장에 분포하는 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산림휴양기능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식물상은 72과 155속 175종 18변종 5품종 등 198분류군이며,

조경식재종은 31분류군이다. 희귀식물은 눈향나무, 옥녀꽃대, 왕벚나무 등 3분류군이며, 한국특산식물은 능수버들, 해변

싸리, 병꽃나무, 벌개미취 등 4분류군이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15분류군으로, Ⅴ등급은 1분류군, Ⅳ등급은 3분류군,

Ⅲ등급은 3분류군, Ⅱ등급은 1분류군, Ⅰ등급은 7분류군이다. 귀화식물은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좀명아주, 선개불알풀,

큰개불알풀, 서양민들레, 큰김의털 등 22분류군이며, 생태계 교란식물은 돼지풀, 가시상추 2분류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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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author: You, Ju-Ha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Gyeongju, Gyeongju 38066, South Korea. 
Phone: +82-54-770-2230, E-mail: youjh@dongguk.ac.kr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2� no.� 2

88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2권 제2호(2016년 12월)� �

그림 1. 연구대상지

Ⅰ. 서론

한국의사회는과거와달리경제발전에따른삶의여유로움,

삶의 질 향상으로다양한여가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시간이 많이 증가하였다. 이에 사회

전반적으로 주말 야외활동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연과 접할

수있는체험활동량도비례하여증가하고있다. 이러한 야외활

동 중 자연체험과 감상, 정신치유와 함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있는야영활동이폭발적으로증가하였으며, 관련 산업

도 급성장하였다.

야영은 바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경

험할수있으며, 야영동반자와의활동을통한인간관계의증진

뿐만 아니라, 자연교육과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활동으로(류재승 등, 2009) 흔히 캠핑이라고 한다. 또한, 자발

적인휴양활동으로써자연환경체험을목표로하며, 자연경관체

험과휴식, 스트레스해소, 가족의유대관계증진이가장큰동

기요인으로작용하고, 야외활동과자연체험을이해하는열쇠가

된다(전부기등, 2015). 이러한활동이이루어지는야영장은일

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청소년야영장, 국립공원야영장, 농어

촌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내 야영장, 유원지야영장, 자연휴양림

야영장으로 구분된다(김윤영과 김송이, 2015). 따라서 야영은

자연 공간 내 조성된 특정 지역에서 자연과 더불어 가족과의

유대관계를증진시킬수있는복합적휴양활동이며, 특히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대부분야영장은자연환경즉, 자연생태계내에조성된경우

가 많기 때문에 인위적 간섭과 교란, 이용압력 등 자연환경에

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이빈번히발생되는지역이다. 이에

야영장과자연환경과의관련연구동향을살펴보면, 치악산국립

공원(권태호 등, 1988), 가야산국립공원(권태호 등, 1989), 팔

공산자연공원(권태호, 1990), 지리산국립공원(권태호등, 1991;

김춘식 등, 2007), 덕유산국립공원(권태호 등, 1994) 등이 수행

되었으나, 대부분과거자료이며, 환경피해도등급과식생변화

만언급되어식물상에대한연구는전무한상태이다. 식물상은

자연환경의 우수성과 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환경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구덕야영장의 식물상을 조사

하고, 희귀식물, 한국특산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귀화식

물을 분석하여, 야영장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초 자

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구덕야영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산2-1에 위치

하며, 구덕산(545.3m)과 엄광산(505m)의 연결계곡부에 입지

해있다. 1997년에개장하였으며, 잔디광장, 야영지 6개소, 주차

장, 호수공원 등의 시설이 있고 특히, 호수공원은 수원지 주변

에 조경공사를 통해 조성하였다. 야영장 순수 면적은 36,000m
2



유주한 : 부산광역시 구덕야영장 주변의 식물상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2권 제2호(2016년 12월)� � 89

분류단계 과 속 종 변종 품종 소계

양치식물 3 3 5 - - 5

나자식물 4 6 7 2 - 9

피자식물 65 146 163 16 5 184

쌍자엽식물 57 120 137 12 3 152

단자엽식물 8 26 26 4 2 32

합계 72 155 175 18 5 198

표 1. 구덕야영장의 식물상 현황

이나 주변 이용반경 및 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여 약 150,000m
2

로 확대하여 연구하였다(그림 1 참조). 구덕야영장 주변 토지

이용개황의 경우, 동쪽은 내원정사와 부속 과수원 및 농경지,

서쪽은구덕문화공원, 남쪽은서대신동아파트단지와도로, 북

쪽은 꽃마을 주거지와 상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어 인공 경

관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구덕야영장이포함된구덕산은낙동정맥의최남단부에위치

하며, 부산의 도시공원과도시림의역할을하는지역으로써곰

솔군락, 리기다소나무군락, 사방오리군락, 상수리나무군락, 신

갈나무군락, 잣나무군락, 편백군락과함께 422분류군의 식물상,

꼬리말발도리․단풍박쥐나무․두메부추․옥녀꽃대 등의 희귀

식물이생육하고있으나, 도시주변에입지하여간섭과교란이

심한 지역이다(산림청, 2015) 구덕야영장의 주요 식생은 곰솔

군락과 편백군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후개황은 평균기온 15.4℃, 평균최고기온 19.5℃, 최고기온

33.5℃, 평균최저기온 12.2℃, 최저기온 —7.8℃, 강수량 총량

1,396.7mm, 평균상대습도 67.3%, 평균풍속 3.1m/s, 최다풍향

NE이다(기상청, 2015).

2. 조사 및 분석방법

현장조사는 2013년 4월, 9월, 11월및 2015년 8월에실시하였

으며, 야영장 주변 산지, 산책로, 야영장, 호수공원, 주차장, 잔

디광장 등이 포함되도록 조사경로를 선정하여 다양한 식물상

이 관찰될 수 있게 하였다.

식물의 동정은이창복(2003)과 이영노(2006)의 문헌을사용

하였으며, 현장에서동정이가능한종은직접야장에기록하였

고, 불가능하거나오동정의가능성이있는종은식물체채집및

사진촬영을통해최종동정하였다. 동정된 식물의국명과학명

은 국가표준식물목록(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 2007)

에 준하여 기재하였다. 분류군 배열은 Engler 체계(Melchior,

1964)에 의거하였으며, 과내학명은알파벳순으로나열하였다.

동정이 완료된 식물상 목록은 부록 1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희귀식물(산림청과 국립수목원, 2009), 한국특산

식물(국립수목원, 2005), 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환경부, 2012),

귀화식물(박수현, 2009; 이유미 등, 2011)을 추출하여 분석하

였다. 귀화식물 중 생태계교란식물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

한, 임양재와 전의식(1980)이 제시한 귀화율(Naturalized In-

dex)과 도시화지수(Urbanized Index)를 분석하였으며, 귀화율

은 (특정지역의 귀화식물종수/전체 출현 식물종수)×100%, 도

시화지수는 (특정지역의 귀화식물종수/남한 내 전체 귀화식물

종수 321종)×100%를 사용하였다. 또한, 조경식재종도 제시하

였으나 과거 조림된 종은 식재종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Ⅲ. 결과 및 고찰

1. 식물상 현황

식물상은 72과 155속 175종 18변종 5품종 등 198분류군이며,

양치식물은 3과 3속 5종등 5분류군, 나자식물은 4과 6속 7종 2

변종 등 9분류군, 피자식물 중쌍자엽식물은 57과 120속 137종

12변종 3품종 등 152분류군, 단자엽식물은 8과 26속 26종 4변

종 2품종 등 32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표 1 참조).

부산 지역의 산지 식물상과 비교해 보면, 장자산 247분류군

(이정훈과 문성기, 2004), 장산봉 254분류군(이정훈과 문성기,

2007), 봉래산 291분류군(조정환등, 2007), 윤산 159분류군(박

경훈등, 2009), 장산 265분류군(이경림등, 2011)으로, 본 지역

이 윤산을 제외하고 분류군수가 적었다. 이는 대부분 연구가

산지의 다양한 경로와 넓은 범위를 설정한반면, 본 연구는 제

한된 면적과 범위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분류군수가

적었다고판단된다. 그러나대부분부산산지에는다양한식물

상이형성되지않았다고판단되며, 이는도시의팽창, 이용객의

증가, 간섭과 교란이심한도시림이대부분이기때문으로생각

된다.

조경식재종은 31분류군으로, 성상의 대분류 분석 결과, 상록

침엽은 4분류군, 상록활엽은 9분류군, 낙엽활엽은 7분류군,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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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학명-국명 보전등급 비고

측백나무과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눈향나무 EN 식재

홀아비꽃대과 Chloranthus fortunei (A. Gray) Solms 옥녀꽃대 DD 자생

장미과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CR 식재

표 2. 구덕야영장의 희귀식물 현황

a. 대분류 b. 소분류

그림 2. 조경식재종의 성상별 현황

엽침엽은 1분류군, 덩굴은 1분류군, 초본은 9분류군이며, 소분

류의 경우 상록침엽교목은 3분류군, 상록침엽관목은 1분류군,

상록활엽교목은 3분류군, 상록활엽관목은 9분류군, 낙엽활엽교

목은 5분류군, 낙엽활엽관목은 2분류군, 낙엽침엽교목은 1분류

군, 덩굴은 1분류군, 초본은 9분류군이다(그림 2 참조).

대분류에서는 초본을 제외하고 상록활엽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리적 위치에따른기후특성이반영된것이다. 상록활엽

수는 주로 서남해안 도서, 제주도, 울릉도 등 주로 난온대지역

을대표하는것으로기후대에따라분포한다. 특히 상록활엽수

림은벌채, 조림 등으로대부분훼손되어낙엽활엽수나곰솔로

대체됨에따라자연식생경관이상실되었으며, 일부소집단, 군

락으로 잔존하여 중요 생물자원이 되었다(오구균과 최송현,

1993). 본 지역의 상록활엽수는 동백나무, 돈나무, 홍가시나무,

피라칸다, 먼나무, 사철나무, 금식나무, 영산홍, 광나무이며, 유

일하게 자생하는 상록활엽수는 구골나무였다.

따라서 구덕야영장의 식생경관의 회복과 지역 생태계의 동

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록활엽수의 식재가 필요한

데, 식재 가능종은후박나무, 녹나무, 꽝꽝나무, 팔손이나무, 굴

거리나무, 동백나무, 천선과나무, 생달나무, 다정큼나무, 붓순나

무, 치자나무, 아왜나무, 감탕나무, 호랑가시나무 등이다. 특히

동백나무는 꽃과 잎이 아름다워 조경수목으로 많이 사용되며,

자생지가 한정되어 이들 군락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봉호 등, 1999). 이에 다양한 조경수목의 식재도 중요하지

만, 경관적, 생태적으로중요한동백나무의군락을조성하여상

록활엽수림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희귀식물

희귀식물은 눈향나무, 옥녀꽃대, 왕벚나무 등 3분류군이며,

보전등급의 경우 눈향나무는 위기종(EN), 옥녀꽃대는 자료부

족종(DD), 왕벚나무는 멸종위기종(CR)이나 눈향나무와 왕벚

나무는 식재종이기 때문에 생태적 중요성은 낮다(표 2 참조).

옥녀꽃대는 편백군락 하부의 사면에서 2～3개체가 불규칙적으

로 산재하였으나, 군락 형태는하지 않았다. 또한, 본 지역에서

면적약 4m
2
정도의자생지가 산책로와인접하여 훼손의위협

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옥녀꽃대는 보전등급은 낮지만 전체 조사지역에서

극히제한적으로분포할뿐만아니라, 훼손의위협에노출되어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희귀식물은 개체군 규모

가작고지역적으로희소하게출현하는식물이며, 지역생태성

을 대표할 수 있는 유전자원이다. 이에 구덕야영장 내 옥녀꽃

대 출현지에 해설안내판을 설치하여 생태교육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3. 한국특산식물

한국특산식물은 능수버들, 해변싸리, 병꽃나무, 벌개미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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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학명-국명 등급 비고

장미과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Ⅴ 식재

측백나무과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눈향나무

Ⅳ 식재콩과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

감탕나무과 Ilex rotunda Thunb. 먼나무

면마과 Dryopteris varia (L.) Kuntze 족제비고사리

Ⅲ

자생

단풍나무과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식재

국화과 Farfugium japonicum (L.) Kitam. 털머위 자생

조름나물과 Nymphoides indica (L.) Kuntze 어리연꽃 Ⅱ 자생

홀아비꽃대과 Chloranthus fortunei (A. Gray) Solms 옥녀꽃대

Ⅰ

자생

차나무과 Camellia japonica L. 동백나무 식재

돈나무과 Pittosporum tobira (Thunb.) W. T. Aiton 돈나무 식재

노박덩굴과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식재

포도과 Cayratia japonica (Thunb.) Gagnep. 거지덩굴 자생

물푸레나무과 Ligustrum japonicum Thunb. 광나무 식재

천남성과 Arisaema ringens (Thunb.) Schott 큰천남성 자생

표 4. 구덕야영장의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현황

과명 학명-국명 비고

버드나무과 Salix pseudolasiogyne H. Lév. 능수버들 자생

콩과 Lespedeza maritima Nakai 해변싸리 자생

인동과 Weigela subsessilis (Nakai) L. H. Bailey 병꽃나무 자생

국화과 Aster koraiensis Nakai 벌개미취 식재

표 3. 구덕야영장의 한국특산식물 현황

4분류군이며, 이 중 벌개미취는 화단에 식재된 것으로 추정되

어생태적의의는없다(표 3 참조). 능수버들은 호소공원의 수

변, 해변싸리와 병꽃나무는 산림 가장자리에서 생육하였다. 능

수버들은 수변경관을 대표하는 수종이며, 능수버들을 포함한

버드나무과 식물은 호습성 식물이기 때문에 본 지역의 능수버

들 생육환경은 적합하였고, 호수공원 경관과 조화로움을 형성

하였다. 해변싸리는 대기오염에민감한종이기때문에공단주

변에서출현하지않는다(김종갑, 1992). 따라서본지역은대기

질상태가좋은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병꽃나무는내음성과

내공해성이 강하고, 도시공원에 많이 식재되므로(이동혁과 제

갈영, 2008) 구덕야영장 주변의 조경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이다.

이러한 특산식물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분포하는

식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존전략과 자생식물 주권 확보의 핵

심요소이기 때문에(하영호 등, 2016), 희귀식물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원인 동시에 다양한 자원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요구된다.

4.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15분류군이며, Ⅴ등급은 왕벚나무

1분류군, Ⅳ등급은 눈향나무, 등, 먼나무 등 3분류군, Ⅲ등급은

족제비고사리, 단풍나무, 털머위 등 3분류군, Ⅱ등급은 어리연

꽃 1분류군, Ⅰ등급은 옥녀꽃대, 동백나무, 돈나무, 사철나무,

거지덩굴, 광나무, 큰천남성 등 7분류군이다(표 4 참조). 이 중

왕벚나무, 눈향나무, 등, 먼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돈나무,

사철나무, 광나무는 식재종으로 생태적 의의가 없으며, 생태적

특이성은 높은 Ⅲ～Ⅴ등급에 해당되는 종 중 족제비고사리와

털머위를 제외한 나머지 종들은 식재되어 생태적 특이성 또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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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학명-국명
비고

원산지A 귀화도B 이입시기C

마디풀과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EU 5 1

자리공과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NA 3 3

명아주과 Chenopodium ficifolium Smith 좀명아주 EU 5 1

콩과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NA 5 1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EU 5 1

대극과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NA 5 1

바늘꽃과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NA 5 1

현삼과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EA 3 1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EA 5 2

국화과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NA 5 2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NA 5 3

Bidens pilosa L. 울산도깨비바늘 SA 4 3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 실망초 SA 2 1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NA 5 1

Crassocephalum crepidioides (Benth.) S. Moore 주홍서나물 AF 2 3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NA 5 1

Galinsoga ciliata (Raf.) S. F. Blake 털별꽃아재비 TA 3 3

Lactuca scariola L. 가시상추* EU 5 3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EU 5 1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 EU 5 1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EU 5 1

벼과 Festuca arundinacea Schreb. 큰김의털 EU 5 3

* 생태계 교란식물
A 원산지 : EU(유럽), NA(북아메리카), SA(남아메리카), AF(아프리카), EA(유라시아), TA(열대아메리카)
B 귀화도 : 1등급(분포 및 개체수가 희귀함), 2등급(제한적으로 분포하거나, 개체수가 적음), 3등급(광범위하게 분포하나, 개체수가 적음), 4등급(지역적으로 분포하나, 

개체수가 많음), 5등급(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개체수가 많음)
C 이입시기 : 1기(1876～1921년), 2기(1922～1963년), 3기(1964년～현재)

표 5. 구덕야영장의 귀화식물 현황

그러나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기후대, 지리적 분포 등을

통해 지역 환경을 나타내며, 자연환경의 우수성, 종보전 순위

결정에이용되므로보전방안이필요하다(유주한과권순영, 2015).

또한, 북방계와 남방계, 북방한계와 남방한계 등의 식물지리적

위치와함께최근들어관심이높아진기후변화감시에사용되

기 때문에 본 지역에서 자생하는 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귀화식물

귀화식물은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좀명아주, 아까시나무, 토

끼풀, 애기땅빈대, 달맞이꽃, 선개불알풀, 큰개불알풀, 돼지풀,

미국가막사리, 울산도깨비바늘, 실망초, 망초, 주홍서나물, 개망

초, 털별꽃아재비, 가시상추, 개쑥갓, 큰방가지똥, 서양민들레,

큰김의털 등 22분류군이다(표 5 참조). 부산시 전체 귀화식물

105분류군(이창우 등, 2015)의 약 30.0%에 해당된다. 그리고

귀화율(NI)은 11.1%, 도시화지수(UI)는 6.9%로 분석되었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및 유럽 각 8분류군(36.4%), 유라시아

및 남아메리카 각 2분류군(9.1%), 아프리카 및 열대아메리카

각 1분류군(4.5%)으로, 북아메리카 및 유럽＞유라시아 및 남

아메리카＞아프리카 및 열대아메리카 순이다. 귀화도의 경우,

분포및개체수가희귀한 1등급은없었으며, 제한적으로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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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개체수가 적은 2등급은 2분류군(9.1%), 광범위하게 분포

하나 개체수가 적은 3등급은 3분류군(13.6%), 지역적으로 분

포하나 개체수가 많은 4등급은 1분류군(4.5%), 광범위하게 분

포하고개체수가많은 5등급은 16분류군(72.7%)으로 5등급＞3

등급＞2등급＞4등급의 순이다. 이입시기의 경우 1876～1921년

인 1기는 13분류군(59.1%), 1922～1963년인 2기는 2분류군(9.1

%), 1964년～현재까지인 3기는 7분류군(31.8%)으로 1기＞3기

＞2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귀화도가 4등급 이상이면서 이입시기가 3기인 식물은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종으로(이유미 등, 2011), 미국가막

사리, 울산도깨비바늘, 가시상추, 큰김의털 등 4분류군이 해당

된다. 특히 미국가막사리와울산도깨비바늘은종자형태상인

간이나동물의몸에붙어서확산되는특성을가지고있어야영

장 이용객이나 등산객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귀화식물의 확산은 자연식생을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생물종

풍부도에도 영향을 준다(유주한, 2016). 또한, 본 지역은 도로,

주차장, 호수공원 등 다양한귀화식물전파경로가입지해있어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야영장

관리프로그램에 귀화식물 제거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돼지풀과 가시상추 2분류군으로, 돼지풀

은 산림가장자리, 호수공원 주변에서, 가시상추는 주차장에서

출현하였다. 돼지풀은도로변, 휴경지, 훼손지에흔히출현하며,

꽃가루는 인체에 유해한 식물이다(차승희 등, 2002). 또한, 가

시상추는 천이 초기단계에서 출현하는 선구식물로써 중부와

남부지방으로확산추세에있으며, 나지, 도로변, 항구, 하천등

다양한 환경에 분포하고, 주로 바람에 의해 종자가 확산된다

(김영하 등, 2013). 이러한 생태계 교란식물은 인간과 자연에

악영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가 필요하며, 이들의

개체군을 주기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구덕야영장 주변의 식물상과 그 특성을 분석함으

로써자연환경개선과관리를위한기초자료제공에목적이있

다. 전체 식물상은 72과 155속 175종 18변종 5품종 등 198분류

군이며, 양치식물은 3과 5분류군, 나자식물은 4과 9분류군, 피

자식물 중쌍자엽식물은 57과 152분류군, 단자엽식물은 8과 32

분류군이다. 부산 지역 산지 식물상과 비교할 시 상대적으로

적은분류군이출현하였는데, 이는 조사범위와면적에의한차

이로 생각된다. 조경식재종은 상록침엽은 4분류군, 상록활엽은

9분류군, 낙엽활엽은 7분류군, 낙엽침엽은 1분류군, 덩굴은 1분

류군, 초본은 9분류군등총 31분류군이며, 기후적특성에의해

상록활엽이 많았다. 향후 조경식재종은 상록활엽수 위주로 식

재하되 동백나무와 같은 자생종을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희귀식물은 눈향나무(위기종), 옥녀꽃대(자료부족종), 왕벚

나무(멸종위기종) 등 3분류군이며, 이 중눈향나무와왕벚나무

는식재되었기때문에중요성은낮다. 옥녀꽃대는 산책로주변

에 생육하고 있어 훼손 위협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보전이

필요하며, 특히 해설판을 설치하여 생태교육용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한국특산식물은 능수버들, 해변싸리, 병꽃나무,

벌개미취등 4분류군이며, 벌개미취는식재되어중요성이없었

다. 이 중해변싸리는대기오염지표종으로, 병꽃나무는조경식

재용으로 사용하면 지역 생태계의 고유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Ⅴ등급은 왕벚나무(식재) 1분류

군, Ⅳ등급은 눈향나무(식재), 등(식재), 먼나무(식재) 등 3분

류군, Ⅲ등급은 족제비고사리, 단풍나무(식재), 털머위 등 3분

류군, Ⅱ등급은 어리연꽃 1분류군, Ⅰ등급은 옥녀꽃대, 동백나

무(식재), 돈나무(식재), 사철나무(식재), 거지덩굴, 광나무(식

재), 큰천남성등 7분류군으로총 15분류군이다. 귀화식물은소

리쟁이, 미국자리공, 좀명아주, 아까시나무, 토끼풀, 개망초, 털

별꽃아재비, 큰김의털 등 22분류군이며, 귀화율(NI)은 11.1%,

도시화지수(UI)는 6.9%로분석되었다. 원산지는북아메리카와

유럽, 귀화도는 5등급, 이입시기는 1기가 가장 많았다.

전국적인 확산 예상종은 미국가막사리, 울산도깨비바늘, 가

시상추, 큰김의털 등 4분류군이며, 미국가막사리와 울산도깨비

바늘은 종자 특성에 의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종이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등 2분류군이며, 이들은 인

간과 자연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이다.

야영장의 식재종은 야영이나 운동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수

관 및 수형정리가 필요할것이며, 야영구획을 명확히 할수 있

도록테두리및산울타리식재기법을적용하는것이좋을것이

다. 또한, 제한된 공간에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답압에 의한

수목및초화류피해가발생될수있으므로이용공간주변으로

완충식재를하여답압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

야할것이다. 또한, 다양한자생초화류를식재하여경관의증

진과 함께 자연학습기능도 부여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구덕산의 식물상과 비교해 보면, 본 지역은 빈약한

식물상이분포하였으며, 생태적중요종도많지않았다. 이는간

섭과 교란에 의한 환경압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덕야영장

의 생태적 건전성과 경관 회복을 위해서는 구덕산의 자연식생

을 연출할 수 있는 식재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범위를 가진 구덕야영장만을 대상으로 진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2� no.� 2

94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2권 제2호(2016년 12월)� �

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상이 확인되지 못한 한계를 가진

다. 향후 주변 산지로 식물상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타 지역 야영장의 식물상을 비교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있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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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국명 학명-국명

Equisetaceae 속새과 Persicaria longiseta (Bruijn) Kitag. 개여뀌

Equisetum arvense L. 쇠뜨기 Persicaria posumbu var. laxiflora (Meisn.) H. Hara 장대여뀌

Aspidiaceae 면마과 Persicaria senticosa (Meisn.) H. Gross ex Nakai 며느리밑씻개

Dryopteris chinensis (Baker) Koidz. 가는잎족제비고사리 Persicaria thunbergii (Siebold ＆ Zucc.) H. Gross ex Nakai 고마리

Dryopteris lacera (Thunb.) Kuntze 비늘고사리 Polygonum aviculare L. 마디풀

Dryopteris varia (L.) Kuntze 족제비고사리 Rumex crispus L. 소리쟁이

Woodsiaceae 우드풀과 Phytolaccaceae 자리공과

Athyrium yokoscense (Franch. ＆ Sav.) Christ 뱀고사리 Phytolacca americana L. 미국자리공

Ginkgoaceae 은행나무과 Caryophyllaceae 석죽과

Ginkgo biloba L. 은행나무*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Nakai) Mizush. 점나도나물

Pinaceae 소나무과 Pseudostellaria heterophylla (Miq.) Pax ex Pax ＆ Hoffm. 개별꽃

Cedrus deodara (Roxb.) Loudon 개잎갈나무* Stellaria aquatica (L.) Scop. 쇠별꽃

Pinus rigida Mill. 리기다소나무 Chenopodiaceae 명아주과

Pinus thunbergii Parl. 곰솔 Chenopodium ficifolium Smith 좀명아주

Taxodiaceae 낙우송과 Amaranthaceae 비름과

Cryptomeria japonica (L. f.) D. Don 삼나무 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쇠무릎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Lauraceae 녹나무과

Chamaecyparis obtusa (Siebold ＆ Zucc.) Endl. 편백 Lindera erythrocarpa Makino 비목나무

Chamaecyparis pisifera (Siebold ＆ Zucc.) Endl. 화백*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kaizuka Hort. 카이즈카향나무* Ranunculaceae 미나리아재비과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눈향나무* Clematis apiifolia DC. 사위질빵

Salicaceae 버드나무과 Menispermaceae 새모래덩굴과

Salix pseudolasiogyne H. Lév. 능수버들 Cocculus trilobus (Thunb.) DC. 댕댕이덩굴

Betulaceae 자작나무과 Nympaeaceae 수련과

Alnus firma Siebold ＆ Zucc. 사방오리 Nelumbo nucifera Gaertn. 연꽃*

Fagaceae 참나무과 Nymphaea tetragona Georgi 수련*

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밤나무 Chlornathaceae 홀아비꽃대과

Quercus acutissima Carruth. 상수리나무 Chloranthus fortunei (A. Gray) Solms 옥녀꽃대

Quercus aliena Blume 갈참나무 Theaceae 차나무과

Quercus mongolica Fisch. ex Ledeb. 신갈나무 Camellia japonica L. 동백나무*

Quercus serrata Thunb. 졸참나무 Papaveraceae 양귀비과

Ulmaceae 느릅나무과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애기똥풀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느티나무* Fumariaceae 현호색과

Eucommiaceae 두충과 Corydalis heterocarpa Siebold ＆ Zucc. 염주괴불주머니

Eucommia ulmoides Oliv. 두충* Cruciferae 십자화과

Cannabaceae 삼과 Cardamine flexuosa With. 황새냉이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환삼덩굴 Rorippa indica (L.) Hiern 개갓냉이

Urticaceae 쐐기풀과 Capsella bursa-pastoris (L.) L. W. Medicus 냉이

Boehmeria pannosa Nakai ＆ Satake 왕모시풀 Draba nemorosa L. 꽃다지

Boehmeria spicata (Thunb.) Thunb. 좀깨잎나무 Pittosporaceae 돈나무과

Pilea mongolica Wedd. 모시물통이 Pittosporum tobira (Thunb.) W. T. Aiton 돈나무*

Polygonaceae 마디풀과 Rosaceae 장미과

Fallopia japonica (Houtt.) Ronse Decr. 호장근   Chaenomeles sinensis (Thouin) Koehne 모과나무*

Persicaria filiformis (Thunb.) Nakai ex Mori 이삭여뀌 Duchensnea indica (Andr.) Focke 뱀딸기

Persicaria hydropiper (L.) Spach 여뀌 Photinia glabra (Thunb.) Maxim. 홍가시나무*

Persicaria lapathifolia (L.) Gray 흰여뀌 Pourthiaea villosa (Thunb.) Decne. 윤노리나무

부록 1. 구덕야영장 주변의 식물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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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nus mume Siebold ＆ Zucc. 매실나무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Prunus persica (L.) Batsch 복사나무 Elaeagnus multiflora Thunb. 뜰보리수*

Prunus sargentii Rehder 산벚나무 Violaceae 제비꽃과

Prunus yedoensis Matsum. 왕벚나무 Viola lactiflora Nakai 흰젖제비꽃

Pyracantha angustifolia (Franch.) C. K. Schneid. 피라칸다* Viola mandshurica W. Becker 제비꽃

Rosa hybrida Hort. 장미* Onagraceae 바늘꽃과

Rubus crataegifolius Bunge 산딸기 Oenothera biennis L. 달맞이꽃

Rubus oldhamii Miq. 줄딸기 Cornaceae 층층나무과

Sorbus alnifolia (Siebold ＆ Zucc.) K. Koch 팥배나무 Aucuba japonica for. variegata (Dombrain) Rehder 금식나무*

Stephanandra incisa (Thunb.) Zabel 국수나무 Umbelliferae 산형과

Leguminosae 콩과 Torilis japonica (Houtt.) DC. 사상자

Glycine soja Siebold ＆ Zucc. 돌콩 Ericaceae 진달래과

Indigofera kirilowii Maxim. ex Palib. 땅비싸리 Rhododendron indicum (L.) Sweet 영산홍*

Kummerowia striata (Thunb.) Schindl. 매듭풀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진달래

Lespedeza maritima Nakai 해변싸리 Rhododendron yedoense for. poukhanense (H. Lév. Sugim 산철쭉)

Pueraria lobata (Willd.) Ohwi 칡 Styracaceae 때죽나무과

Robinia pseudoacacia L. 아까시나무 Styrax japonicus Siebold ＆ Zucc. 때죽나무

Trifolium repens L. 토끼풀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Vicia angustifolia var segetills (Thuill) K. Koch. 살갈퀴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Nakai) Ohwi 노린재나무

Vigna angularis var. nipponensis (Ohwi) Ohwi ＆ H. Ohashi 새팥 Oleaceae 물푸레나무과

Wisteria floribunda (Willd.) DC. 등* 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쥐똥나무

Oxalidaceae 괭이밥과 Ligustrum japonicum Thunb. 광나무*

Oxalis corniculata L. 괭이밥 Osmanthus heterophyllus (G. Don) P. S. Green 구골나무

Euphorbiaceae 대극과 Gentianaceae 용담과

Acalypha australis L. 깨풀 Gentiana scabra Bunge 용담

Euphorbia supina Raf. 애기땅빈대 Menyanthaceae 조름나물과

Anacardiaceae 옻나무과 Nymphoides indica (L.) Kuntze 어리연꽃

Rhus trichocarpa Miq. 개옻나무 Asclepiadaceae 박주가리과

Aceraceae 단풍나무과 Metaplexis japonica (Thunb.) Makino 박주가리

Acer palmatum Thunb. 단풍나무* Rubiaceae 꼭두서니과

Acer pseudosieboldianum (Pax) Kom. 당단풍나무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um (Wallr.) Hayek 갈퀴덩굴

Balsaminaceae 봉선화과 Paederia scandens (Lour.) Merr. 계요등

Impatiens textori Miq. 물봉선 Rubia cordifolia var. pratensis Maxim. 갈퀴꼭두서니

Aquifoliaceae 감탕나무과 Convolvulaceae 메꽃과

Ilex rotunda Thunb. 먼나무* Calystegia hederacea Wall. 애기메꽃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Boraginaceae 지치과

Celastrus flagellaris Rupr. 푼지나무 Trigonotis peduncularis (Trevir.) Benth. ex Hemsl. 꽃마리

Euonymus japonicus Thunb. 사철나무* Verbenaceae 마편초과

Vitaceae 포도과 Callicarpa japonica Thunb. 작살나무

Ampelopsis brevipedunculata (Maxim.) Trautv. 개머루 Labiatae 꿀풀과

Cayratia japonica (Thunb.) Gagnep. 거지덩굴 Elsholtzia splendens Nakai 꽃향유

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담쟁이덩굴 Isodon inflexus (Thunb.) Kudô 산박하

Vitis ficifolia var. sinuata (Regel) H. Hara 까마귀머루 Lamium album var. barbatum (Siebold ＆ Zucc.) Franch. ＆ Sav. 광대수염

Malvaceae 아욱과 Lamium amplexicaule L. 광대나물

Hibiscus syriacus L. 무궁화* Leonurus japonicus Houtt. 익모초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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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la punctulata (J. F. Gmel.) Nakai 들깨풀 Senecio vulgaris L. 개쑥갓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Hassk.) Hara 들깨 Sonchus asper (L.) Hill 큰방가지똥

Solanaceae 가지과 Taraxacum officinale Weber 서양민들레

Lycium chinense Mill. 구기자나무 Youngia japonica (L.) DC. 뽀리뱅이

Solanum lyratum Thunb. 배풍등 Liliaceae 백합과

Scrophulariaceae 현삼과 Hemerocallis fulva for. kwanso (Regel) Kitam. 왕원추리*

Veronica arvensis L. 선개불알풀 Hosta longipes (Franch. ＆ Sav.) Matsum. 비비추*

Veronica persica Poir. 큰개불알풀 Liriope platyphylla F. T. Wang ＆ T. Tang 맥문동

Acanthaceae 쥐꼬리망초과 Scilla scilloides (Lindl.) Druce 무릇

Justicia procumbens L. 쥐꼬리망초 Dioscoreaceae 마과

Phrymaceae 파리풀과 Dioscorea quinqueloba Thunb. 단풍마

Phryma leptostachya var. asiatica H. Hara 파리풀 Dioscorea tokoro Makino 도꼬로마

Plantaginaceae 질경이과 Iridaceae 붓꽃과

Plantago asiatica L. 질경이 Iris pseudoacorus L. 노랑꽃창포*

Caprifoliaceae 인동과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Lonicera japonica Thunb. 인동 Commelina communis L. 닭의장풀

Viburnum dilatatum Thunb. 가막살나무 Gramineae 벼과

Weigela subsessilis (Nakai) L. H. Bailey 병꽃나무 Arundinella hirta var. ciliata Koidz. 털새

Compositae 국화과 Bothriochloa ischaemum (L.) Keng 바랭이새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Bromus japonicus Thunb. 참새귀리

Artemisia keiskeana Miq. 맑은대쑥 Digitaria ciliaris (Retz.) Koel. 바랭이

Artemisia princeps Pamp. 쑥 Echinochloa crusgalli (L.) P. Beauv. 돌피

Aster koraiensis Nakai 벌개미취* Eleusine indica (L.) Gaertn. 왕바랭이

Aster meyendorfii (Regel ＆ Maack) Voss 개쑥부쟁이 Eragrostis ferruginea (Thunb.) P. Beauv. 그령

Aster scaber Thunb. 참취 Festuca arundinacea Schreb. 큰김의털

Bidens bipinnata L. 도깨비바늘 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P. Beauv. 주름조개풀

Bidens frondosa L. 미국가막사리 Phragmites communis Trin. 갈대

Bidens pilosa L. 울산도깨비바늘 Phyllostachys nigra (Lodd.) Munro 오죽*

Conyza bonariensis (L.) Cronquist 실망초 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솜대*

Conyza canadensis (L.) Cronquist 망초 Setaria glauca (L.) P.Beauv. 금강아지풀

Crassocephalum crepidioides (Benth.) S. Moore 주홍서나물 Setaria viridis (L.) P.Beauv. 강아지풀

Crepidiastrum denticulatum (Houtt.) J. H. Pak ＆ Kawano 이고들빼기 Spodiopogon sibiricus Trin. 큰기름새

Crepidiastrum sonchifolium (Bunge) Pak ＆ Kawano 고들빼기 Themeda triandra var. japonica (Willd.) Makino 솔새

Dendranthema boreale (Makino) Ling ex Kitam. 산국 Zoysia japonica Steud. 잔디*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 Kitag. 구절초 Araceae 천남성과

Erigeron annuus (L.) Pers. 개망초 Arisaema amurense for. serratum (Nakai) Kitagausa 천남성

Eupatorium japonicum Thunb. 등골나물 Arisaema ringens (Thunb.) Schott 큰천남성

Farfugium japonicum (L.) Kitam. 털머위 Typhaceae 부들과

Galinsoga ciliata (Raf.) S. F. Blake 털별꽃아재비 Typha orientalis C. Presl 부들

Hemistepta lyrata Bunge 지칭개 Cyperaceae 사초과

Ixeris chinensis (Thunb.) Nakai 노랑선씀바귀 Carex humilis var. nana (H. Lév＆Vaniot) Ohwi 가는잎그늘사초

Lactuca indica L. 왕고들빼기 Carex lanceolata Boott. 그늘사초

Lactuca raddeana Maxim. 산씀바귀 Carex siderosticta Hance 대사초

Lactuca scariola L. 가시상추 Cyperus amruicus Maxim. 방동사니

* 식재종

부록 1. 계속


